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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및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추세*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27)김재한(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국문요약

본 연구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이 남한 내 보혁계층을 각각 대표한다고 전제

하고, 두 신문 사설이 북한, 정부 대북정책, 미국, 정부 대미정책 등을 지지 혹은 비판하

는 성향을 집계하였다. 그러한 사설 분석을 통해 다음을 발견하였다.

먼저, 북한을 바라다보는 계층 간 차이는 매우 지속적이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이 최근 늘었지만,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간의 호감도 차이는 20년 동안 

거의 상수(常數)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이다. 반면에 미국을 보는 계층의 인식은 수렴(收

斂)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차이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두 개 신문의 차이는 북한

에 대한 입장으로 차이가 나지, 미국에 대한 입장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미정책은 남남갈등 양극화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정

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계층 간 양극화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발견할 수 있고, 정부의 대

미정책에 대한 계층 간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발견할 수 있다.

양극화는 구조균형성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경쟁 계층이 반북 성향을 갖는다고 자신

이 친북 성향을 갖는다든지, 혹은 경쟁 계층이 친미 성향을 갖는다고 자신이 반미 성향

을 갖는다든지 하게 되면,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로 

판단컨대 북한과 관련하여 진보계층이 우호적이면 보수계층은 무조건 적대적이거나, 아

니면 미국과 관련하여 보수계층이 우호적이면 진보계층은 무조건 적대적이라는 흑백의 

도식화는 사실이 아니다. 특정 시기에 특정 대상에 대해 정치적 대립을 보였지만 그렇게 

 * 본 연구는 2008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논문임.

   20년 기간의 신문사설 코딩작업을 수행한 엄태일 조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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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수준의 대립은 발견할 수 없다. 이제까지 남남갈등의 연구는 서로 다름을 드러내

는 작업이었다. 본 연구의 실증적 자료에 의하면 남남갈등이 서로 다름에 기초하고는 있

지만 서로 유사함도 크며, 특히 적의 적은 친구라는 구조균형적으로 늘 반응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주제어: 남남갈등, 양극화, 구조균형,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포용정책

I. 시작하는 말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남한사회 내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분열은 이른

바 남남갈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남남갈등은 이제 새로운 용어도 아니고 

새로운 현상도 아니다. 그 용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먼저 사용했느냐

를 둘러싼 논쟁이 있을 정도로 갈등적 현상은 존속하고 있다.1)

북한을 둘러싼 남남갈등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하 는데,2) 실

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김재한3)은 남한 사회의 보혁 계층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각각 대변한다고 전제하고 17년 기간 두 신문

 1) 남남갈등이라는 용어가 분열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개념이라는 주장과, 이와 반대로 색깔논쟁으로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라는 주장도 있다. 남남갈등 용어의 출처가 북한 문

건 혹은 보수 언론이라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언론재단 DB에 의하면, 

남남갈등이라는 용어가 처음 신문에 등장한 것은 북한의 문헌도 아니고 보수 

언론도 아닌 1997년 8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서이다.

 2) 함인희, “남남갈등해소와 여성의 기여방안”, ꡔ분단, 평화, 여성ꡕ, 통권 6호 (2002) 

; 이한우, “남남갈등을 넘어”, ꡔ통일정책연구ꡕ, 제12권 2호 (2003) ; 손호철, “남

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ꡔ남남갈등 진단 및 해

소방안ꡕ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4) ; 이우 , “북한관과 남남갈등”, 경남

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ꡔ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ꡕ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4).

 3) 김재한, “남남갈등과 대북 강온정책”, ꡔ국제정치연구ꡕ, 제9집 2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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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설을 분석하 다. 북한 및 대북정책과 관련된 ꡔ조선일보ꡕ 및 ꡔ한겨

레신문ꡕ 사설 논조의 연도별 집계 분석은 대북 포용정책의 등장 이래 정

부 대북정책에 관한 지지/반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하

지만 북한에 대한 입장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자

체에 관한 남남갈등이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부 대북정책의 변

화에 따라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계층이 명확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그러한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과 관련된 남남 간 갈등의 양상이 정권별로 과연 다른 것인지 또 상

대 계층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반응도 달라지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도별이 아닌 월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일한 북한의 행태 혹은 동일

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두 대표적 신문이 과연 상반되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상대 신문의 반응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한 사설 논조의 유사 혹은 대립 여부를 몇 개 사안들로 판단하는 것

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재될 수밖에 없고 또 통계적 유의성을 얻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설의 월별 집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더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또 남남갈등은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을 둘러싸고도 전개된다. 김재

한4)은 남한에서 누가 북한과 미국에 대해 신뢰하고 누가 불신하는가를 

분석하여 그러한 신뢰/불신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드러낸 바 있

는데, 노년층이 젊은 층에 비해 북한을 덜 신뢰하고 미국을 더 신뢰하

으며, 또 북한이나 미국을 신뢰/불신하는 경향이 지역별로도 달랐다. 그

리고 일본과 대만을 불신하는 계층일수록 북한을 미국보다 더 선호하는 

 4) Chae-Han Kim, “Who in South Korea Trust North Korea and Who Trust the United 

State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4, no. 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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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 으며, 북한을 이해하는 계층일수록 한겨레신문을 읽거나 시

민단체 지도자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글은 미국 및 대미정책이 남남갈등의 한 요소라고 전제하여 북한뿐

만 아니라 미국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변화추이를 정리하고자 한다.5) 또 

그러한 변화추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드러내어 남남갈등이 

정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닌지도 밝히고자 한다.

Ⅱ. 연구설계

1. 분석내용

이 글은 두 가지 개념에 기초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양극

화(polarization) 개념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양극화의 의미는 매우 다양

하다. 양극화 관련 논의는 여기서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나와 

있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간단히 이 글에서는 다름 정도가 심한 것을 양

극화로 부르고 그 다름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양극화 심화로 부르

기로 한다. 양극화는 큰 차이를 말하고, 양극화 심화는 그 차이의 증대이

다. 남남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남남 간의 다름이 더

욱 심각해졌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과연 남남갈등이 양극화가 되었는

지 그리고 그 양극화가 심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구조균형(structural balance) 개념이다. 북한 및 미국과 관련된 여

 5) 남남갈등의 축에 미국을 포함시키면 중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한

데, 대중국 인식이나 정부 대중정책에 관한 작업도 필요하다. 더구나 보혁을 

대표하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뿐만 아니라 제3의 언론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작업은 추후 추진하고자 한다.



144 ❙통일과 평화(2호·2009)

러 인식들은 경쟁상대의 인식과 반대로 진행된다는 믿음도 있다. 만일 

남한 내부가 두 개의 경쟁 집단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것이라면, 특정 외

부집단에 대한 그 두 집단의 우적(友敵)감은 서로 반대일 것으로 전제된

다. 구조균형 이론에서 적의 친구는 적이고, 적의 적은 친구이어야 안정

적인 관계라는 것이다.6) 이러한 이론은 인간관계의 우적관계를 설명하

기 위해 심리학에서 발전되었고 사회집단뿐만 아니라 국가들 간의 우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국제정치학에서 응용되어 왔다. 남한과 북한 간의 

우적 관계도 미국이라는 행위자를 함께 감안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듯이 

특정 계층의 대북 인식은 경쟁상대 계층의 대북 인식과 깊은 연관을 갖

는 것이다. 상대가 친북이면 나는 반북이고, 상대가 반북이면 나는 친북

의 행태를 보여주는지는 검증해야 할 가설이다. 미국을 둘러싼 남한 내

부의 계층 간 갈등도 마찬가지이다. 경쟁 상대가 특정 국가나 특정 정책

을 지지하면 자신은 그 국가나 정책을 비판하게 되는 식의 국내정치적 

남남갈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남남갈등 변화추세는 양극화 여부로, 남남갈등 구조는 구조균형여

부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수집방법

대북정책 관련 신문보도를 분석한 기존 시도들이 있었지만,7) 대북 

 6) D. Cartwright and Frond Harary, “A Note on Freud’s Instincts and Their Vicissitud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0, (1960), pp. 287~290 ; Frond Harary,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n 1956”.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 no. 2 (1961), pp. 167~178 ; Christopher Carney, “Structural 

Balance, Regime Type, and Interstate Affect: The Third World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vol. 17, no. 1 (Spring 2000), pp. 133~154 

; Chae-Han Kim, “Explaining Interstate Trust/Distrust in Triadic Relations”,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3, no. 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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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정책 이전의 기간을 포함하지 않았고 또 다른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수집 작업이 불가피하다. 

여기서는 대북정책 및 대미정책과 관련하여 대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사설의 기존 정리8)를 더 체

계화하고자 한다. 북한 및 통일 문제를 바라볼 때 정권에 관계없이 비교

적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언론매체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다. 두 신문은 북한 및 미국을 보는 대립적인 두 인식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정 신문은 국민 일반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의 편향된 인식을 보도할 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구독료를 생각하는 

언론이 신문구독자의 인식과 상반된 내용을 계속 보도하기란 구조적으

로 쉽지 않다. 두 신문만으로 일반여론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두 

신문이 남남갈등의 대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매체임은 분명하

다. 물론 더 큰 비용으로 연구목적에 맞는 더 엄 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비용 대비 효과라는 측면에서 두 신문의 사설만을 

분석한다.

한국언론재단 DB를 이용하여 제목에 북(북한) 혹은 미(미국)가 들어간 

사설들을 수집하 다. 기간은 한국언론재단 DB가 가능한 1990년 1월 1일

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이다.9) 북한, 정부 대북정책, 미국, 정부 대미

정책 등에 우호적인 사설이면 각각 +1, 비판적인 사설이면 각각 -1로 코

딩한 후 월별로 집계하 다. 기존의 연구들은 그 연구의 근거자료를 그 

연구자들이 직접 주관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연구자의 선입관에 맞게 기

 7) 박선원, “남남갈등과 언론” (경남대북한대학원 주최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년 

11월) ; 박흥원, “언론과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경남대 주최 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2년 5월) ; 이우 . “북한관과 남남갈등”.

 8) 김재한, “남남갈등과 대북 강온정책”.

 9) 조선일보 자료는 자료수집 개시 당시에는 한국언론재단DB에 포함되어 있었으

나 현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조선일보DB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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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료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필자는 코딩 작업을 관리 감독만 

하고 직접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필자의 선입관이 코딩 내용과 무관하도

록 노력하 다.

Ⅲ. 분석결과

1.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그림 1>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의 월별 지지/비판 추이

한북: 북한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논조

조북: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

우호적 사설은 +1, 비판적 사설은 -1로 하여 월별로 집계한 것임



북한 및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추세❙ 147

<그림 1>에서 보듯이 조선일보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비해 한겨레신문은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

다. 월별 집계치를 정권별로 평균을 낸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에

서 한겨레신문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라면, 조선일보는 분명한 비판적 

논조를 일관되게 보 다. 두 개 신문 간 논조 차이는 김 삼 정부 및 노

무현 정부 때 와서 그 전후에 비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정부 때에 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북한을 보는 남남갈등의 양극화가 어느 순간에 심화되

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림 2>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의 정권별 지지/비판 추이

한북: 북한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논조

조북: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

1: 노태우정부, 2: 김 삼정부, 3: 김대중정부, 4: 노무현정부, 5: 이명박정부

우호적 사설은 +1, 비판적 사설은 -1로 하여 월별로 집계하여 정권별로 평균 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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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두 개 신문의 사설논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함

께 가는 경향을 보 다. 북한에 대한 사설 논조의 월별 집계치는 +.293 

(sig=.000, N=235)의 상관계수 값을 보 다. 경쟁 신문이 북한을 비판한다

고 하여 북한을 옹호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경쟁 계층이 북한을 지지한

다고 하여 북한을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즉 적의 적은 친구라는 구조균

형적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한겨레신문 사설이 북한에 대해 우

호적으로 변한 달에는 조선일보도 우호적으로 변했으며, 또 조선일보 사

설이 북한에 대해 비판적으로 변한 달에는 한겨레신문도 비판적으로 변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북한의 행위에 대해 경쟁 언론

과 반대로 무조건적인 반대나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게 되면 극우반동

이나 좌익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 신문이 무조건 반

대되는 사설 논조를 견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정권별로 분석해도 비슷한 결과이다. 김 삼 정부 때 북한에 대한 논

조 변화의 방향은 유사했다고 할 수 있다(r=+.267, sig=.039, N=60). 북한

의 특정 행동에 대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북한에 대한 지지/비판 방향은 유사했었다. 주로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행태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북한에 대한 논조의 두 신문 간 관계는 김대중 정부 기간에도 비슷했다

고 말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한겨레신문 입장 변수는 북한에 대한 조선일

보 입장 변수와 +.361의 상관관계를 가졌다(sig=.005, N=60). 북한이 남한과

의 대화에 적극 나선 북한의 행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북한 행

태 변화에 대해 남남은 정도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게 반응하 다.

이명박 정부 기간은 조사에 포함된 사례(개월) 수가 17개에 불과하여 통

계적 유의성을 얻기 어렵지만, 그러한 작은 표본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유사성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대북 논조는 보 다

(r=+.746, sig=.001, N=17). 이 또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개성공단 근로자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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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북한 핵프로그램 개발 등 북한 행태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차이

<그림 3>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의 월별 지지/비판 추이

한정북: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논조

조정북: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

우호적 사설은 +1, 비판적 사설은 -1로 하여 월별로 집계한 것임

<그림 3>에서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한겨레신문은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조선일보는 비판하는 경향을 명확히 

보 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그러한 경향이 지속하 다. 그러다가 이명

박 정부에 와서는 조선일보가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반면에 한

겨레신문은 비판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즉 두 개 신문은 구조균형

적으로 대립적인 모습을 보인다. 상대 신문이 지지하는 대북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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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고, 상대 신문이 비판하는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경향은 김대중 정부 때에 가장 심했다. <그림 4>에서 정부 대

북정책을 둘러싼 양극화의 정도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

부, 노태우 정부, 김 삼 정부 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극화 정도의 심

화는 김대중 정부 때가 유일하 다.

<그림 4>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의 정권별 지지/비판 추이

한정북: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논조

조정북: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

1: 노태우정부, 2: 김 삼정부, 3: 김대중정부, 4: 노무현정부, 5: 이명박정부

우호적 사설은 +1, 비판적 사설은 -1로 하여 월별로 집계하여 정권별로 평균 낸 것임

조선일보의 사설 논조 변화와 한겨레신문의 사설 논조 변화가 서로 역

인 경우는 많지 않다. 유일하게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관계는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입장이다.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논조의 두 신문 간 관

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상관관계를 보 다(r=-.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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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131, N=235). 이러한 역의 관계는 양극화 심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남남갈등은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10) 극단적으로 표현

하자면, ‘남북갈등은 남남화해’이고 동시에 ‘남북화해는 곧 남남갈등’이라는 

등식이다. 이러한 등식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고 대신에 대북 포용정책

이 남남갈등을 표면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인식의 양극화는 심화되지 않았으며 대신에 <그림 4>에서 보

듯이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비판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경향은 정권별로 보면 더 명확해진다. 노태우 정부 때 정부 대

북정책에 대해 두 개 신문 논조의 상관계수는 음(-)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r=-.105, sig=.529, N=38).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두 개 신문의 논조 변화는 매우 약한 역의 방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때에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두 개 신문이 상대의 논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매우 약한 경향을 보 다(r=-.032, sig=.807, N=60).11)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상대 계층의 지지에 대응해 오히려 반대하거나 혹

은 상대 계층의 비판에 대응해 오히려 지지하는 경향을 매우 약하게 보

다. 즉 김대중 정부 기간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해 함께 지지하거나 아

니면 함께 비판하는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김 삼,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두 개 

신문의 논조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노태우 정부 및 김대중 정부 시기에 보혁계층이 약간 국내정치적으

로 대립하 다고 말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 및 김대중 정부는 모두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었던 시기 다. 따라서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대북정책

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정치적 반대가 작동했다고 말할 수 있다.

10) 최진욱 외, ꡔ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향ꡕ (통일연구원, 2003).
11) 동일 사안에 대해 두 개 신문이 서로 같거나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 사례 연구

는 추후 작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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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남갈등이 새로 생겼다는 인과론적 설명보다는,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듯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남남갈등이 정

권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듯하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모두 정권교체에 성공한 정부인

데, 앞선 정권과 다른 대북정책을 추진했고 따라서 대북정책에 따른 남

남갈등이 표출될 수밖에 없기도 했다. 만일 남남갈등이 순전히 정치적인 

것이라면, 정부 대북정책과 관계없이 상대에 대한 반대로만 전개되었겠

지만, 남남 간 갈등이 심했던 시기는 모두 정부 대북정책의 큰 변화시점

이었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따른 갈등의 표출로 볼 수 있다.

3. 미국에 대한 인식 차이

<그림 5> 미국에 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의 월별 지지/비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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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미국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

우호적 사설은 +1, 비판적 사설은 -1로 하여 월별로 집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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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와 <그림 6>에서 보듯이 미국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

보다 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두 개 신문 간 입장 차이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 다, 한겨레신문이 노태우 정부, 김 삼 정부, 김대

중 정부 등을 거치면서 대미 비판의 강도가 약화되었고 또 조선일보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 비판적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두 계층 간 차이가 

줄어든 것이다. <그림 5>와 <그림 6>으로 판단하자면, 미국을 둘러싼 남

남 간 양극화는 약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6> 미국에 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의 정권별 지지/비판 추이

한미: 미국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논조

조미: 미국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

1: 노태우정부, 2: 김 삼정부, 3: 김대중정부, 4: 노무현정부, 5: 이명박정부

우호적 사설은 +1, 비판적 사설은 -1로 하여 월별로 집계하여 정권별로 평균 낸 것임

미국에 대해 두 개 신문의 논조 변화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

며(r=+.063, sig=.339, N=235), 이는 양극화 심화를 억제하 다. 노태우 정



154 ❙통일과 평화(2호·2009)

부 기간 미국에 대해 두 개 신문 논조의 상관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

는 정도는 아니지만(r=-.074, sig=.658, N=38), 미국에 대해 두 개 신문의 

논조 변화는 매우 약한 역의 방향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미국 자체

에 대해 상대 계층이 비판적으로 보도하면 오히려 우호적으로 보도하게 

되는 경향을 매우 약하게 보 다고 말할 수 있다(r=-.135, sig=.304, N=60). 

노태우 정부 및 노무현 정부 시기에 미국을 두고 두 계층이 대립적인 견

해를 정치적으로 표출했을 때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4. 정부 대미정책에 대한 지지 차이

<그림 7> 정부 대미정책에 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의 월별 지지/비판 추이

한정미: 정부 대미정책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논조

조정미: 정부 대미정책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

우호적 사설은 +1, 비판적 사설은 -1로 하여 월별로 집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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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과 <그림 8>에서 정부 대미정책과 관련된 계층 간 양극화는 

점차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김 삼 정부 때에는 

대미정책과 관련한 양극화가 별로 보이지 않았는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양극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대미정책 관련 양극화의 

정도는 유사하지만 보혁 모두가 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는 점이 특이하다. <그림 8>에서 보듯이, 정부 대미정책과 관련된 양극

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심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미정책 관련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대미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계층과 상

대적으로 반대하는 계층이 서로 뒤바뀌었다.

<그림 8> 정부 대미정책에 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의 정권별 지지/비판 추이

한정미: 정부 대미정책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논조

조정미: 정부 대미정책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

1: 노태우정부, 2: 김 삼정부, 3: 김대중정부, 4: 노무현정부, 5: 이명박정부

우호적 사설은 +1, 비판적 사설은 -1로 하여 월별로 집계하여 정권별로 평균 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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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한 논조는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r=+.240, sig=.000, N=235). 정부의 대미정

책에 대해 한 계층이 더 비판적일 때 다른 계층도 마찬가지로 비판의 방

향으로 더 가는, 즉 함께 움직이는 논조를 보 다고 말할 수 있다.

정권별로 살펴보면 조금 달라진다. 김 삼 정부 기간 정부의 대미정책

에 대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상대의 논조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변

하는 약한 경향을 보 다(r=-.212, sig=.103, N=60). 김대중 정부에서도 정

부의 대미정책에 대해 두 개 신문이 상대의 논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

이는 매우 약한 경향을 보 다(r=-.033, sig=.803, N=60). 김 삼 정부 및 

김대중 정부의 시기에 정부의 대미정책을 둘러싸고 두 계층이 약간 정치

적으로 대립하 다고 말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기간은 좀 더 특이한 경향을 보 다. 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해서는 두 계층이 <그림 8>에서 보듯이 월평균 0.5건 정도의 차이를 

보 지만 그 경쟁 상대 논조와 주로 같은 방향의 변화를 보 다(r=+.255, 

sig=.049, N=60). 두 계층이 서로 다른 견해를 견지했지만 상대의 반응과 

무조건 반대로 대응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Ⅳ. 나가는 말

북한을 보는 계층 간 차이는 매우 지속적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최근 늘었지만,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

겨레신문 간의 호감도 차이는 20년 동안 거의 상수(常數)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이다. 반면에 미국을 보는 계층의 인식은 <그림 6>에서 보듯이 수

렴(收斂)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차이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두 

개 신문의 차이는 북한에 대한 입장으로 차이가 나지, 미국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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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양극화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의견을 갖는 극단적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실제 지구상

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특히 북한이나 미국과 같은 외부 존재에 대한 양극화가 

아니라, 정부 정책을 둘러싼 양극화 심화는 본래 민주주의 취지와도 맞

지 않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다수에게 만족을 주는 쪽으로 선택되어야

지 다수에게 불만족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림 4>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그림 8>에서 이명박 정

부의 대미정책은 심화된 양극화의 예이다.

양극화는 구조균형적 남남갈등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경쟁 계층이 반

북 성향을 갖는다고 자신이 친북 성향을 갖는다든지, 혹은 경쟁 계층이 

친미 성향을 갖는다고 자신이 반미 성향을 갖는다든지 하게 되면, 양극

화는 구조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적 남남갈등을 억제시켜야 양극

화가 완화될 수 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로 판단컨대 북한과 관련하여 진보계층이 

우호적이면 보수계층은 무조건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미국과 관련하여 

보수계층이 우호적이면 진보계층은 무조건 적대적이라는 흑백의 도식화

는 사실이 아니다. 특정 시기에 특정 대상에 대해 정치적 대립을 보 지

만 그렇게 유의한 수준의 대립은 발견할 수 없다.

이제까지 남남갈등의 연구는 서로 다름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본 연

구의 실증적 자료에 의하면 남남갈등이 서로 다름에 기초하고는 있지만 

서로 유사함도 크며, 특히 국내 경쟁상대와 무조건 반대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는 여러 후속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및 미

국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조선일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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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뿐만 아니라 제3의 언론을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 접수: 2009년 8월 3일 / 수정: 2009년 11월 16일 / 게재확정: 2009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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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flicts in South Korea over North Korea and the US

Kim, Chae-han(Hallym University)

This study measured the attitudes of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toward North Korea,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ie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s US policies during 1990~2009. The following are found.

First, each attitude toward North Korea is very constant for the twenty 

years. The Chosun Ilbo has shown constantly negative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while the Hankyoreh has done constantly positive ones. On 

the other hand, their difference in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tends 

to decrease.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are not distinguished by 

the tone of press comments on the United States, but by the press comments 

on North Korea.

Second,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related to 

the South-South conflict. Polarization o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was 

found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while polarization on policies toward 

the United States was shown 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olarization is related to structural balance, which means that a group 

feels friendly toward an enemy of its foe while it feels negatively toward a 

friend of its foe. Each of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however, 

showed often the same attitudes that the other press did toward North 

Korea or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presses did not always comment 

positively on North Korea when the other press editorialized negativel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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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The same was found on the United States. Two rival groups 

in South Korea have some common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or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some incompatible ones.

Keywords: South-South conflict, polarization, structural balance, Chosunilbo 

Ilbo, Hankyoreh, Sunshine policy


